
Create Content
Connect Consumers

Mak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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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of
designhouse



디자인하우스는 

물질의 가치와 정신의 풍요를 추구하는 

콘텐츠 미디어 기업입니다.

디자인하우스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가치를 연결하고

고객의 성장을 돕고 매개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  Company Purpose  | 

Create Content 
Connect Consumers 
Mak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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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생각, 물건, 제도 등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알아채고 그 생각에 동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남 잘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미디어’ 입니다. …

일반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잘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디자인하우스의 미션입니다.”

- 이영혜 대표. 인터브랜드코리아 인터뷰

1998 제33회 잡지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00 ‘이달의 중소기업인’ 선정    

2002 동탑산업훈장 수훈    2006 남녀고용평등 국무총리상 수상    

2008 자랑스런 홍익인상 수상    2008 이탈리아 문화훈장 수훈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2014 서울시립미술관 후원회 이사장  

2015 백남준문화재단 이사장    2016 경기도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2018 한국여성디자인협회 평생공로상 수상    2020 디자인 명예의 전당  헌액

|  CEO Inter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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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에 

디자인하우스 대표이자 

<디자인> <행복이 가득한 집> <럭셔리> 등을 

발행하는 이영혜 대표가 최초 여성 헌액자로, 

그래픽 디자이너 1세대인 故 김교만 교수와 

함께 선정됐다. 

40년 넘게 디자이너와 소비자, 기업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트 개발에 앞장서며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쓴 노고를 

인정받은 것이다. …”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선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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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가치와 정신의 풍요를 창조’하여 

‘남을 성공시키는 회사가 되는 것’,  

이것이 디자인하우스의 가치이자 경영 원칙입니다.

“남 잘되게 하는 디자인하우스” 
- <의미부여의 기술>, 인터브랜드 코리아 2014

|  Designhouse Value  | 

‘물질의 가치와 정신의 풍요를 창조’하여 

‘남을 성공시키는 회사가 되는 것’,  

이것이 디자인하우스의 가치이자 경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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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하우스는 좋은 콘텐츠로 

기업과 브랜드, 소비자를 매개하여 성공을 돕고, 

가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  Designhouse Value  | 

기업과 브랜드 
그리고 사람들 

디자인하우스는 좋은 콘텐츠로 기업과 브랜드, 

소비자를 매개하여 성공을 돕고, 가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  Biz Model  | 

스토리샵

라이브커머스

Digital Service

with

Content Commerce

Fairs & Events

Digital Media

Magazines

Spac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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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Media 

미디어의 기본, 가치 있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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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s

물질의 가치와 정신의 풍요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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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타겟팅

지면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프리미엄

퍼블리싱

이벤트

&

클라스

랩핑 

& 

옥외 광고

DH 통합 

채널 광고

|  Brand Contents and AD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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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디자인

창간년도    1976

발행부수   25,000

소셜미디어 영향력 14만

facebook / instagram 

podccast / naverpost 

Between Art & Business

|  Magazines  | 



도시를 여행하는 아티스트의 특별한 시선, 

트래블 북

루이 비통 ‘트래블 북’ 컬렉션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가득하다. 
장 필리프 델롬(뉴욕 편), 다니엘 아르샴(이스터 섬 편), 
블레이즈 드루먼즈(북극 편)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루이 비통이 지정한 도시를 일정 기간 동안 여행하고 
현지에서 받은 인상과 함께 자신이 갔던 장소를 
그림으로 풀어내는 형식이다. 독자는 자신이 
거주하거나 여행했던 장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작품에 빠져들게 된다. 2019년 5월에는 서울 편이 
출간되었는데,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그룹 
이시노리Icinori가 참여해 책가도와 사자춤, 수문장 
교대식 같은 우리나라 문화유산부터 명동 거리와 
청계천, K팝 등 오늘날 서울의 모습을 재해석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선보였다. 이들의 작업에서 익숙한 
소재 위로 채색된 이국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모로코,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셀로나 편이 
출간되었고 앞으로 호주, 브뤼셀, 상하이, 지중해, 화성 
편이 나올 예정이다.

전 세계를 앉아서
여행하는 방법, 
루이 비통의
도서 시리즈

창업자 루이 비통의 손자인 가스통 루이 비통Gaston-

Louis Vuitton은 애서가 협회를 창설할 만큼 예술 

서적과 문학에 조예가 깊었다. 루이 비통 하우스에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프랑수아즈 사강 등 잘 알려진 

작가들이 드나들었고, 이들은 여행을 위한 책 보관용 

트렁크나 타자기 케이스를 루이 비통에 주문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루이 비통 출판사는 

수준 높은 아트북을 지금까지 80여 권 출간했다. 

1914년에 문을 연 파리 샹젤리제 매장을 비롯해 

전 세계 루이 비통 매장을 방문하면 다양한 서적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여행을 테마로 매년 꾸준히 

발간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바로 ‘시티 가이드’, 

‘트래블 북’, ‘패션 아이’ 컬렉션이다. 각 시리즈별로 

어떤 도시를 다루었는지 앉아서 여행해볼 차례다.

‘트래블 북’ 컬렉션

58Project 59Louis Vui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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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엘 메르와 샤이 알칼라이는 처음부터 될성부른 
떡잎이었다. 영국 왕립 예술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당시 학장인 론 아라드에게 배우며 총애를 
받았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이 
함께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인 로 에지는 
설립 1년 만에 2008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이스태블리시드 & 선스Established & Sons와 
협업한 ‘스택Stack’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움직일 
때마다 형태가 끊임없이 변하는 서랍장으로, 
흥미로운 디자인 이면에 매우 단순한 프로세스를 
내재해 당시 화제가 되었다. 이 스택으로 2009년 
엘르 데코 인터내셔널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 
마이애미의 ‘디자이너 오브 더 퓨처’로 선정되었다.  
끓는 염료에 요리하듯 목재를 넣어보거나 세라믹 타일 
제작을 위해 종이로 금형을 만드는 이들의 아이디어는

늘 일반적인 방식을 거부한다. 메르가 평면의 
재료를 입체화하는 데 집중한다면 알칼라이는 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시킬지에 관심이 많다. 각자의 
관심 영역을 깊이 연구한 후 결합하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다. 듀오나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스튜디오 
중에서도 로 에지는 분명 서로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너지를 내야 하는지 명확히 안다. 스택 
이후 2009년에 네덜란드 가구 기업 아르코Arco와 
선보인 캐비닛 피봇Pivot은 이들에게 상업적 
성공까지 안겨주었다. 이후 로 에지는 이스태블리시드 

& 선스와 두 번째로 진행한 ‘월 투 월Wall to Wall’ 
프로젝트, 스텔라 맥카트니 매장의 플로어, 두꺼운 
종이를 접어 만든 듯한 모로소Moroso의 의자 
케니Kenny, 루이 비통의 오브제 노매드 컬렉션으로 
진행한 콘세르티나 컬렉션 등으로 이름값을 
올렸다. 로 에지의 작품은 마치 3D로 보는 수채화 
같다. 영국 채츠워스 하우스에서 선보인 엔드 
그레인End Grain 시리즈는 물감을 규칙적으로 
흩뿌린 듯한 바닥에서 스툴과 벤치가 솟아오르는 
듯한 연출을 시도한 것이다. 2013 스톡홀름 디자인 
위크에서 선보인 크바드라트Kvadrat와의 전시 
디자인에서는 텍스타일을 활용해 숲속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들은 가구로 시작했지만 
가구가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R
Raw Edges 
권태기 없는 디자인, 로 에지

연기되었다. 이 환상적인 작업을 어서 선보이고 
싶다! 이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비트라와 함께 
새로운 액세서리 라인 ‘헤링본Herringbone’을 
진행했는데 소재 자체에 아예 색이 스며들게 
하는 기법인 디핑 프로세스dipping 

process를 적용해 패턴을 만들었다. 

 비대면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실 팬데믹이 어서 끝나길 바란다. 
과학자들이 하루빨리 백신을 개발해 이 상황이

일시적 현상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늘 관심이 많고 
또 이를 존중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것은 인간, 그리고 인간과의 실질적인 
접촉을 통한 소통이다. 만약 우리가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생활하면서 스크린을 통한 소통만 
허용된다면 삶은 매우 지루하고 우울해질 것이다.
글 양윤정 통신원

알고 그들 특유의 개성으로 이해하고 소화해낸다. 
로 에지는 결코 특별한 방법으로 디자인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예산이 최적의 결과와 비례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로 에지의 작업은 더욱 흥미롭다. 
‘일부러’는 아니지만 흔한 재료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디자인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는 게 로 에지의 
생각이다. 다른 요소보다 디자인이  오롯이 부각되는, 
정면승부를 선택하는 고집이자 자신감으로도 
보인다. 로 에지는 결코 과장되지 않지만 분명 
눈에 띄는 인상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그들의 
작품이 ‘권태기를 느낄 수 없는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엄청난 호기심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리서치,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이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개할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노루페인트와의 협업이다. 한국 기업과의 첫 
번째 협업이 어떻게 연출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분명 로 에지다운 위트가 담긴,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디자인일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곳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런던은 이제 많은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3개월간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점이 힘들었다. 하지만 도심에 
아름다운 공원들이 있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야외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다행이었다. 일에 
쫓겨 살던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다른 관점으로 
삶을 즐기는 방법을 찾게 해준 시간이었다. 

가장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한국의 노루페인트와 함께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선보일 설치물을 준비 중이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출신의 동갑내기 디자이너 야엘 메르Yael 
Mer(인물 사진 왼쪽)와 샤이 알칼라이Shay Alkalay가 
2007년 결성한 디자인 스튜디오. 부부이자 디자인 파트너인 
두 사람은 1998년 예루살렘의 베잘렐 아트 디자인 
아카데미Bezalel Academy of Art and Design에서 
처음 만나 영국 왕립 예술대학교에서 제품 디자인을 함께 
공부했다. 스텔라 맥카트니, 루이 비통, 카펠리니, 비트라, 
모로소와 협업했으며 iF 디자인 어워드, 더치 디자인 어워드, 
월페이퍼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수상했다. raw-edges.com

스텔라 맥카트니 매장 플로어, 2009
로 에지는 프리즈 아트 페어Frieze Art Fair에서 오크 헤링본 목재에 전통 염색 방법으로 15가지 색을 입한 마룻바닥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이 전시를 관람한 패션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트니는 로 에지에 매장 플로어 디자인을 의뢰했다. 표면만 색
을 입힌 바닥재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곳이 닳아 색이 벗겨지는데, 목재의 나뭇결 속으로 염료를 넣어 염
색한 자재는 늘 같은 색을 유지한다. 헤링본 마룻바닥은 런던, 파리, 밀라노, 뉴욕을 포함해 전 세계 40개 매장에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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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Stack, 2008
이스태블리시드 & 선스와 협업한 서랍장. 제한적인 높이와 한 
방향으로만 서랍이 난 일반적인 서랍장에 의문을 제기한 디자
인이다. 원하는 만큼 쌓을 수 있고, 양방향으로 밀고 당길 수 있
는 서랍장은 공간의 구석 또는 중앙 어디에나 어울린다. 뉴욕 
모마MoMa의 영구 컬렉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65뉴 디자이너 인명사전 A-Z64Project



자연주의 브랜드 이니스프리,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네 가지 실천 원칙

디자인까지 완성도 높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 사례로 
이니스프리 포레스트포맨 헤어왁스 3종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이니스프리의 공병에서 

PP(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분리해 만든 재생 용기를 
적용한 첫 번째 제품인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PP 용기를 만들기 위해 공병 수거부터 제작까지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노력해온 이니스프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 지난 3월에 
선보인 ‘그린티 씨드 세럼 페이퍼 보틀 에디션’은 기존 
용기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51.8%나 줄인 것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브랜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니스프리는 
자연주의를 첫 번째 가치로 두는 브랜드로 20년째 
환경 보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보답해왔다.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날의 환경과 더불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이니스프리의 행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 유다미 기자

이니스프리는 모든 활동에서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자연주의 브랜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 땅을 기반으로 청정 
원료를 사용하며 성장해온 이니스프리에게 자연은

출발점이자 목적지이다. 최근 선보이고 있는 
이니스프리의 지속 가능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단 원료 공정부터 제조 공정, 유통 과정과 소비된 
후 버려지는 시점까지 제품의 생애 주기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중 용기 디자인에서 이들이 적용하는 4R(Reduce, 

Recycle, Reuse, Renew) 원칙이 특히 인상적이다. 

4R 원칙은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고, 친환경 포장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그렇게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100% 재사용,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정말 실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이들이 진행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년 내에 
스킨케어, 보디, 헤어 제품 용기의 90%를 재활용하기 
쉬운 소재와 구조로 변경하는 것과, 메이크업 제품 
용기에 재생 플라스틱을 50% 이상 사용하는 것, 
또 공병을 수거해 만든 플라스틱 용기를 점진적으로 
늘려 100톤까지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세트로 구성된 플라스틱 
제품 포장재를 대체할 친환경적인 재료를 고민하는 
일,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움직임도 4R 원칙에 속한다.
이러한 이니스프리의 지속 가능 디자인 비전과 목표는

제품디자인팀과 포장재개발팀의 협업을 통해 현실에 
다가가고 있다. 지난 6월, 자연스러운 리필 라이프가 
가능하도록 고안한 ‘리스테이’ 라인을 선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숙박 큐레이션 플랫폼 스테이폴리오와 
함께 개발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라인으로, 일회용 
어메니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고민하면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제주의 숲 향기를 담은 이 보디 
케어 제품은 전용 리-스펜서와 함께 리필 패키지로 
구성한 것이 핵심이며, 디자인은 도자기처럼 느껴지는 
질감이 매력이다. 용기는 코코넛 껍질(5%)과 
무기질(25%)을 넣어 플라스틱 함량을 70%로 낮춰 
완성했고, 내용물을 보충해 사용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 담겨 있다. 
이로써 브랜드의 방향성에 걸맞은 콘셉트와 아이디어, 

1

2

1, 2
리스테이 라인. 디스펜서와 
함께 대용량 리필 패키지로 
구성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라인이다. 제주의 숲 향기를 
담은 보디 케어 제품이며, 
알러지 유발 성분과 불필요한 
성분을 제외하는 ‘클린 뷰티 
포뮬러’를 적용했다. 4R 원칙을 
적용한 친환경 용기를 만들기 
위해 코코넛 껍질(5%)과 
무기질(25%)을 넣어 플라스틱 
함량을 70%로 줄인 점이 큰 
특징. 내용물의 리필과 세척이 
모두 용이하도록 넓은 입구를 
하나 더 마련했다. 

3
포레스트포맨 헤어왁스 3종.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플라스틱 공병 약 8톤을 
분리하고 세척, 파쇄하는 
공정을 거쳐 PP 약 300kg을 
포레스트포맨 왁스 용기에 
적용했다. PP를 사용하면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생, 안전, 
이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고려하고, 안정적으로 원료를 
수급해 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글로벌 환경 기업 테라사이클과 
협업했다. 

4
그린티 씨드 세럼 페이퍼 보틀. 
이니스프리의 대표 상품에 
적용한 친환경 패키지 
에디션이다. 이는 기존 
제품에 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51.8%나 줄인 
페이퍼 보틀로, 종이 재질의 
용기와 경량 플라스틱 용기로 
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종이 
용기는 분리배출에 용이하고, 
플라스틱 용기는 이니스프리 
매장에서 수거한다. 펌프에는 
이니스프리가 수거한 
공병에서 추출한 PP가 
10%가 함유되어 있다.

3

4

Design Project 94 95이니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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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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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작가   김 보 희 

자연이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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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色다른 토마토 세계

수선 생활
고쳐 쓰는 일상의 즐거움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  Magaz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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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국내 여행

 천 평 하늘에서 꽃눈 떨어지고, 물길 가지런히 흐르는 마을. 신라시대 시인 최치원이 신선이 사는

 “항아리 속  별천지(동국화개동 호중별유천東國花開洞壺中別有天)”라 예찬한 경남 하동. 

 섬진강 벚굴 나오는 봄 지나면 잭살나무에서 어린 야생 찻잎 봉긋하고, 머릿수건 쓴 어민들이 

 재첩 고르는 소리 울려 퍼지는 하동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리워하며 사는 풍경과 닮았다. 

 만개한 봄꽃 아래서 하동의 속살을 즐기는 방법을 모았다. 느릿느릿 걷고

 달리며 찾은 보물 같은 이야기.글 신진주 기자, 이정선 사진 김동오 기자, 한상무 취재 협조 하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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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DAY GIFTS
PARTY MAKEUP
DINNER TABLE

D E C E M B E R  2 0 2 0

창간년도   LUXURY 2001 

LUXURY M 2016

발행부수   LUXURY 8만2천  

LUXURY M 30만

브랜드 네트워크  600

소셜미디어 영향력  15만
럭셔리, 정신의 풍요와 물질의 가치

|  Magazines  | 

럭셔리

럭셔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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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년도    2005

발행부수   60,000

브랜드 네트워크

100대 명품 브랜드

소셜미디어 영향력

더현대 카카오플러스 친구 15 만

더현대 인스타그램 28만 현대백화점 VIP 멤버십 매거진

 |  Magaz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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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의 언어

시각적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이라면 메종 뒤 파스텔의 홈페이지를 슬

쩍 들여다보라고 권하고 싶다. ‘스러져가는 나뭇잎 색’, ‘남쪽 바다의 푸

른색’, ‘피사의 흙색’, ‘오래된 장미색’…. 읽기만 해도 지친 마음을 보듬어

주는 시적인 이름의 색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우아한 이름은 

1720년 라 메종 뒤 파스텔의 전신 마클Macle이 창립된 해부터 지금까지 

4세기에 걸쳐 완성되어왔다.

파스텔은 안료에 백묵이나 석회를 섞어 분필처럼 만들어놓은 미술 재

료다. 물이나 기름을 결합제로 쓰는 여타 미술 재료에 비해 아주 소량

의 고무를 첨가해 만들기 때문에 안료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파스텔의 장점은 곧 단점이기도 하다. 선명한 발색을 자랑하지

만 종이나 캔버스에 잘 밀착되지 않고 습기에 약하다. 그 때문에 파스

텔의 최대 적은 곰팡이와 빛이며, 파스텔화는 보존하기 대단히 어렵다. 

더군다나 파스텔을 다루는 데에도 숙련된 테크닉이 필요하다. 처음 만

져보는 이라면 종이에 닿기만 해도 가루가 되어 날리는 성질 때문에 적

잖이 당황할 것이다.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파스텔은 수많은 화가가 

사랑한 소재였다. 

파스텔이 언제 최초로 발명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레오나르

도 다빈치가 최초로 파스텔을 사용한 화가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드가를 비롯한 수많은 인상파 화가들이 사랑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파스텔 제조소로 꼽히는 라 메종 뒤 파스텔La Maison du Pastel.

1천5백40여 가지 컬러 팔레트를 여전히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는 

아틀리에에서는 매일 색채의 변주가 펼쳐진다.  

The Oldest 
Luminous Colors

1 1천5백40여 개의 다른 색조가 있는 

 라 메종 뒤 파스텔의 팔레트.

2 인상파 여류 화가 모리조의 파스텔

 작품인 ‘공원에서’는  지난 2017년

 프티 팔레에서 열린 파스텔 작품 전시 

 <드가에서 흐동까지>에서 처음

 공개되어 화제를 모았다. 

 2017년 이전까지 개인 소장품이었기에 

 작품의 존재를 모르는 전문가가 

 많았을 정도다.

1

18세기에 이르러 ‘파스텔의 왕자’ 라고 불린 프랑스 화가 모리스 캉탱 드 

라 투르Maurice Quentin de La Tour 덕택에 파스텔화는 황금기를 맞았다. 모리

스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파스텔화를 그리는 데 성

공했다. 수많은 복원 전문가가 이 방법을 알아내려 시도했지만 아직까

지 밝혀지지 않았다. 모리스만큼이나 파스텔화를 일신한 화가는 드가

다. 그를 비롯해 뷜라르, 툴루즈 로트레크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파스텔

화를 그렸는데, 특성상 보존하기 어려워 박물관에서도 좀체 공개되지 

않는다. 보기도 어려운 이 대가들의 파스텔 그림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

두 라 메종 뒤 파스텔의 고객이었다는 점이다.

화학자의 손에서 탄생한 색채

전통 기법으로 파스텔을 제조해온 작은 아틀리에였던 마클을 1865년 

약사이며 화학자이자 생물학자였던 앙리 로셰Henri Roch 가 인수하며 라

메종 뒤 파스텔로 이름을 바꾸었다. 파스텔의 기본이 되는 안료는 광물

인 라피스라줄리lapis-lazuli를 갈아 만든 울트라 마린(파랑)이나 연지벌레 

암컷을 쪄서 말린 가루로 만드는 카르민 레드(빨강), 바다달팽이의 분비

물로 만드는 티리언 퍼플(자주)처럼 천연 광물이나 식물, 곤충에서 비롯

된다. 앙리 로셰는 이렇게 고대부터 내려오는 안료 외에도 화학 안료를 

배합해 색조를 무려 1천8백 개로 늘렸다. 또 바탕에 잘 밀착되면서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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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gazines  | 

2013년2006년2005년

• 33



• 34• 34

DH Books

문화와 예술, 디자인 콘텐츠로 삶을 채웁니다



 |  DH Books  | 



Custom Publishing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를 성장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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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stom Publishing Service  | 

디지털 / 영상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기획 운영

비정기 

홍보 기획물

브랜드

 매거진 발행

브랜드

콘텐츠

기획 제작

디지털 미디어 

기획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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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stom Publishing  | 

 하나은행

문화예술 계간지

 하나은행

창간년도    1987

발행부수   50,000

정기구독자   15,000

소셜미디어 영향력

favebook / instagram / kakaostory 

naverpost / youTube

2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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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stom Publishing  | 

한국타이어

국내여행 전문지

굴렁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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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stom Publishing  | 

 대한항공 

한국과 세계를 잇는 
기내지

모닝캄&비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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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stom Publishing  | 

High-end
Luxury Brand 
Hotels

미국 컨설팅 기업 베인 컴퍼니는 2025년이 되면 밀레니얼 세대가 명품 시장의 25%

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패턴이 ‘경험의 소비’로 변화하면

서 럭셔리 브랜드는 고객 접점을 넓히고 라이프스타일에 깊숙이 다가가고자 호텔 리조

트 산업으로의 진출을 빠르게 모색했다. 명품 브랜드의 호텔은 숙박을 넘어 라이프스

타일을 제시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그들만의 예술 세계를 견고히 완성해가고 있다. 

루이비통(Louis Vuitton), 펜디(Fendi), 도나 

카란(Donna Karan), 지방시(Givenchy), 겐조

(Kenzo), 벨루티(Berluti),  디올(Dior) 등을 

거느린 럭셔리 명품 그룹 LVMH가 운영하는  

몰디브 슈발 블랑 란델리(Cheval Blanc 

Randheli) 라군 빌라(Lagoon Villas).

Insight Inspiration

49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의 그린하우스가 봄을 맞아 새로운 메뉴를 선보인다. 그린하

우스는 쿠킹 라이브러리 루프톱에 위치한 원 테이블 레스토랑으로 런치와 디너 각각 

한 테이블만 예약이 가능하고 전담 셰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다이닝이다. 

Greenhouse 
2019 Spring Menu 

Explore Hyundai Card Space 

현대카드 쿠킹라이브러리 4F의 

그린하우스 전경과 새롭게 선보이는 

봄 메뉴 플레이팅.

 현대카드 

블랙•퍼플•레드

멤버십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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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gital Branded Contetns  | 

SSG.COM
공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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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디지털 
브랜드 저널

 |  Digital Branded Contetns  | 



Fairs & Events 

매거진 콘텐츠, 오프라인으로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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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및 페어

기획 운영

전시 사업

컨설팅 및

운영 대행 

브랜드디자인

콜라보 

전략 수립 

브랜드 

공간 디자인

브랜드

공간 마케팅
디렉토리북

마케팅

 |  DH Exhibitions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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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s & Events  | 

최초 개최 년도 1994 서울 

2020 인천

참여 브랜드 3,000

참여 디자이너 3,500

누적 관람객 450만

리빙

디자인 페어
SLDF/ IL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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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irs & Events  |  

최초 개최 년도 2002

참여 브랜드 2,000

참여 디자이너 4,800

누적 관람객 113만

서울디자인

페스티벌
S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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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irs & Events  |  

개최 년도  2019

참여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  62

관람객  1만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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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irs & Events  |  

개최 년도 2015

참여 국가 43개국

관람객 10만

슬로푸드

국제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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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s & Events  |  

지스타

전시 대행

세계4대 게임 전시

발주처  한국 게임 산업 협회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공동 컨소시엄

대행년도  2020, 2021

참여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  700

관람객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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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s & Events  |  

공예
트렌트페어

전시 대행

발주처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원

(문화관광부)

대행년도  2020, 2021

참여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  360

관람객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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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Content

브랜드와 고객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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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기획 운영

브랜드 공간

고객 경험 

마케팅

브랜드

공간 콘텐츠

디자인

커뮤니티

디자인 구축
커뮤니티

콘텐츠디자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 운영

 |  Space Magazine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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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서울 종로구 북촌, 서촌

PROJECT
행사 기획, 운영, 홍보

CLIENT 
㈜디자인하우스 

행복이가득한집

OPERATION PERIOD 
2016 ~ 현재

|  Space Magazine  | 

행복

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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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서울 경기 수도권 일대

PROJECT
행사 기획, 재능 엄마 발굴, 

유통, 운영, 홍보

CLIENT 
㈜디자인하우스 / 맘앤앙팡

OPERATION PERIOD 
2014 ~ 현재

 |  Space Magazine  | 

엄마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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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서울 일대

PROJECT
행사 & 공간 콘텐츠 기획, 

운영, 홍보

CLIENT 
㈜디자인하우스 / 맘앤앙팡

OPERATION PERIOD 
2018 ~ 현재

 |  Space Magazine  | 

아이가

자라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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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ce Content  | 

LOCATION
서울 일대

PROJECT
행사 & 공간 콘텐츠 기획, 

운영, 홍보

CLIENT 
㈜디자인하우스 / 멘즈헬스

OPERATION PERIOD 
2006 ~ 2016

쿨가이 
콘테스트 

&
어반애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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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Planning

브랜드 공간 콘텐츠 디자인으로 고객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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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ce Planning Service  | 

공간 활성화

전략 기획

공간

운영 대행

공간 콘텐츠

기획 구축

MD

기획 구축

커뮤니티

콘텐츠 디자인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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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ce Planning  | 

LOCATION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PROJECT
기획, 건축, 콘텐츠 구축, 운영

OPERATION 
㈜디자인하우스

OPERATION PERIOD 
2006

페이퍼테이너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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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서울 중구 을지로 281

PROJECT
임대, 운영관리, 매장 운영

CLIENT 

(재)서울디자인재단 

OPERATION PERIOD 
2014 ~ 2019

 |  Space Planning  | 

DDP

디자인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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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ce Planning  | 

LOCATION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38

PROJECT
아트작품 MD, 전시, 운영, 홍보 

CLIENT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개발원

OPERATION PERIOD 
2015 ~ 2016

아시아
문화의전당

컬쳐숍

숍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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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ce Planning  | 

LOCATION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10길 2

PROJECT
상품 소싱/판매, 카페운영, 

전시, 체험 프로그램

CLIENT 
신세계DF, 국립무형유산원

OPERATION PERIOD 
2016 ~ 2019

명인명장
한 수

숍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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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ce Planning  | 

LOCATION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78

PROJECT
전시, 카페, 이벤트

CLIENT 

㈜성수동 대림창고갤러리 

OPERATION PERIOD 
2016 ~ 2018

갤러리 
카페

대림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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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ce Planning  | 

LOCATION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96길 26

PROJECT
공간 운영, 공간 콘텐츠 기획 

운영, 홍보

CLIENT 
KEB 하나은행

OPERATION PERIOD 
2017 ~ 2020

KEB하나은행
PLACE1

브랜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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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alk 
× 

One Talk × desig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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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KR HDS CON 
× 



• 102

P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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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ce Planning  | 

LOCATION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PROJECT
기획, 디자인, 

공간 콘텐츠 구축, 홍보

CLIENT 
문화재청

OPERATION PERIOD 
2016

정조,
창경궁에 산다
서화취미전

공간 전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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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ce Planning  | 

LOCATION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7

PROJECT
행사 기획, 운영, 홍보  

CLIENT 
KOHLOR 

OPERATION PERIOD 
2018

프리미엄 욕실 브랜드

콜러
145년 기념전

브랜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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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 갤러리 모이소

전시와 홍보 이벤트를 위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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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 Space Media  | 

브랜드

전시 기획

디자인

공예 전시

기획

클래스

프로그램

기획 운영

디자인 브랜드

공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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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ce Planning  | 

LOCATION
서울 중구 동호로 272

PROJECT
행사 기획, 운영, 홍보  

OPERATION PERIOD 
2020 ~

디자인 전문
갤러리
모이소









 |  Space Planning  | 

LOCATION
서울 중구 동호로 272

PROJECT
광고, 홍보  

OPERATION PERIOD 
2020 ~

사옥 
외벽 광고









DIGITAL MEDIA 

네이버 디자인 / 디자인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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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Press Service  | 

네이버

디자인판

기획
·

운영

디지털 

콘텐츠 

제작

디지털

광고

마케팅

콘텐츠

커머스

브랜드

프로젝트

기획
·

운영

공공사업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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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gital Media  | 

설립년도    2016

공식 블로그

월간 누적 조회수 300만

블로그/포스트 팔로워 15만

소셜미디어 영향력

네이버디자인 구독자 160만

뉴스레터 쏠트-호 구독자 1.2만

blog.naver.com/designpress2016

디자인 프레스

네이버 
디자인판



 |  Project Reference  | 



www.designhouse.co.kr




